Issaquah School District
5150 220th Ave SE Issaquah, WA 98029
425-837-7000

의료 기록 공개 및/또는 정보 교환 허가서
목적: 여러분은 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으로서 타인이나 기관에 자녀의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FERPA)을 시행하는 규칙에 의거한 예외 조항에 따라 기록의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 한, 이 요청서에 의해 그러한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예: 한 학구의 기록을 다른 학구로 전달).

학생 성명:

날짜:

학생 생년월일:

학부모/보호자:

나는 기록의 공개를 허가합니다.
발신:

수신:
(기관/사람의 이름)

(요청인/요청 기관)

거리 주소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시, 주, 우편번호

전화

전화

팩스

팩스

공개할 기록:
의료 기록

성적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

기관과 학교 간 의사소통/정보 교환

특수 교육 기록

기타(구체적 기재):

특별한 동의가 필요한 정보 공개: 다음 정보의 공개는 특별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괄호 안에 지정된 연령대일 경우 학생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정신
건강 기록은 RCW 71.05.390 및 RCW 21.34장에 따라 보호됩니다.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및 치료 기록은 42 C.F.R. §2에 의해 보호됩니다. HIV/AIDS 또는 성병에
관련된 정보는 RCW 70.24.105에 의해 보호됩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관련된 기록의 공개를 허가합니다.
생식 기관 치료(항상 학생 동의 필요)

정신 건강/질환(13세 이상)

성병 또는 HIV/AIDS(14세 이상)

약물/알코올 남용(13세 이상)

기록 공개 이유:
평가 또는 재평가 과정
프로그램 검토

IEP 작성 중
기타(구체적 기재):

나는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학구가 가족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FERPA) 조항에 따라 기밀로 취급합니다. FERPA는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의 없는
개인 식별 정보 공개를 금지합니다. 건강 또는 의료 정보에 대한 요청인 경우, 학구가 접수한 의료 정보는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이
아니라 FERPA 개인 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이 허가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다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이 양식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지불, 건강 보험 등록 또는 수혜 자격은 이 허가 양식에 서명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록 공개에 대한 나의 동의는 자발적이며, 이 허가서에 의거하여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허가는

/

/

부터

/

/

까지 유효합니다.

참고: 위에서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허가서는 아래 서명 날짜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됩니다.

학부모/보호자 서명
의료 기록 공개 허가서

날짜

학생 서명

날짜
이사콰학구

